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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Annex VI에 

의거하여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SOx 및 NOx 

규제는 Table 1 및 Table 2와 같다. 특히, SOx 규제 관련해서

는, 이미 북미 연안이나 유럽 지역과 같은 일부 ECA(Emission 

Control Area)에서는 0.10% SOx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

한 규제는 2015년 ECA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SOx는 

연료내의 황성분에 의해 발생하므로 SOx 배출량을 줄이기 위

해서는 황성분이 적은 MDO(Marine Diesel Oil)나 MGO(Marine 

Gas Oil) 등을 사용해야 한다. 천연가스는 LNG 생산과정에서 

황성분을 제거하므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SOx 배

출량 기준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 NOx 배출량은 2016년부

터 현재의 20% 수준인 Tier III를 만족시켜야 한다. 

Table 1 SOx Regulation by IMO (MARPOL Annex VI, 
Regulation 14)

Outside an ECA 
established to limit SOx and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Inside an ECA established 
to limit SOx and 

particulate matter 
emission

4.50% m/m prior to 1 
January 2012

1.50% m/m prior to 1 
January 2010

3.50% m/m on and after 1 
January 2012

1.00% m/m on and after 1 
July 2010

0.50% m/m on and after 1 
January 2020

0.10% m/m on and after 1 
January 2015

Table 2 NOx Regulation by IMO (MARPOL Annex VI, 
Regulation 13)

Tier
Ship construction date on or 

after
g/kWh 

(RPM<130)

I 1 January 2000 17.0

II 1 January 2011 14.4

III 1 January 2016 3.4

또한,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오일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비슷한 수

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일과 천연가스의 가격

차가 커짐에 따라 천연가스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

스 추진 선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2. 천연가스 연료 엔진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선박용 엔진 중 MAN Diesel & 

Turbo의 2행정 엔진은 MAN Diesel & Turbo의 제품 명명 방

식에 따라 MEGI 엔진이라고 부른다. 반면, Wartsila의 4행정 

엔진은 통상 DFDE(Dual Fuel Diesel Electric) 엔진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 Wartsila의 4행정 엔진이 대부분 DFDE 추진용 

발전기 엔진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DFDE 엔진은 저

압(5~8 bar)의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 DFDE 엔진이 

채택되는 경우 전기 추진 체계가 동시에 탑재되어야 하는 제

약조건을 지닌다. 한편 Wartsila에서는 2행정 엔진도 개발하

고 있다. 

Fig. 1 DFDE Engine(L) and MEGI Engine(R)

MEGI 엔진은 DFDE 엔진과 달리 최대 300 bar의 고압 연

료 공급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전 디젤 엔진과 동

일하게 엔진으로 직접 프로펠러를 구동시키는 추진 방식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전 엔진룸 구조의 커다란 변경 없이 적용

할 수 있으며, 효율이 높고, 유지/보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 

이러한 MEGI 엔진은 추진 파워가 높은 중/대형 선박에서 

DFDE 엔진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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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압 연료공급장치

3.1 가스압축식 연료공급장치 (HICOM®)

이 방법은 기체상태의 천연가스를 다단 왕복동 컴프레서를 

이용해 300 bar로 가압하는 방법으로서 LNG선의 화물창에서 

LNG가 증발되어 생긴 BOG(Boil-off Gas)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시스템이 비교적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컴

프레서의 크기가 크고 가스를 압축하는 관계로 전력소모가 큰 

단점이 있다. 

Fig. 2 HICOM® FGS System

3.2 LNG 압축식 연료공급장치 (HiVAR®)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HiVAR라고 불리고 

있는 펌프와 기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액체상태의 LNG를 

펌프를 통해 300 bar로 가압하여 기화기를 통해 상온의 가스

로 만들게 된다. 부피가 작은 액체를 가압하므로 펌프의 전력

소모가 적으며 컴팩트하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어 선박의 

탑재에 용이하다.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하여 다른 

일반 상선에도 적용이 쉬운 장점이 있다.

Fig. 3 HiVAR® FGS System

HiVAR FGS System을 구성하는 장비에는 HP Pump, HP 

Vaporizer 등이 있다. HP Pump를 이용하여 LNG를 300 bar

로 가압하고, HP Vaporizer를 통해 기화시킨다. 

Fig. 4 HP Pump(L) and HP Vaporizer(R)

Fig. 5 HiVAR® FGS System Test Skid

Fig. 6 MEGI Engine and FGSS 시연회

대우조선해양에서는 2007년부터 HiVAR FGS System에 관

한 연구를 시작하여 국내외에 많은 특허들을 출원, 등록하였

다. 2009년 HiVAR FGS System에 관한 선급 인증을 획득하

고, MAN Diesel & Turbo사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Test Skid

를 제작하였다. 2010년 말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의 MAN 

Diesel & Turbo사에서 MEGI 엔진과 연동 Test를 2년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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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MEGI 엔진과 HiVAR FGS System의 성능과 안전성

을 검증하였고, MEGI 엔진 및 HiVAR FGS System에 관심을 

가지는 선주, 선급 등을 초청하여 2011, 2012년 두 차례의 시

연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3.3 Hybrid 연료공급장치 (Hybrid FGSS®)

HICOM FGS System과 HiVAR FGS System을 동시에 갖

춘 것을 Hybrid FGSS라고 하며 주로 LNG선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LNG를 싣고 운항하는 동안에는 LNG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BOG의 양이 많으므로 HICOM FGS System을 이용

하고, LNG를 하역한 후에는 BOG의 발생량이 적으므로, 연료

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한 LNG와 HiVAR FGS System을 이용

하게 된다.

Fig.7 Hybrid FGSS®

4. 실선 적용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AN Diesel & Turbo와 대우조선

해양은 공동연구를 통해 MEGI 엔진과 HiVAR FGS System의 

연동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의 결

과로 2012년 12월 MEGI 엔진과 HiVAR FGS System을 적용

하는 선박이 잇달아 발주되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선 2척

(Fig. 8), LNG선 5척(Fig. 9)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Fig. 8 LNG Fuelled Container Ship

Fig. 9 MEGI Installed LNG Carrier

HiVAR FGSS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중인 대우조선해양은 

MAN Diesel & Turbo와 수 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자사 보유 

특허의 특허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추가 프로젝트에 

대한 특허사용권 계약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다.

5. 맺음말

LNG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와 환경규제로 인해 
천연가스 추진 선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술 진보로 인한 성능과 안정성 향상의 결과, 천연
가스 추진 선박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은 손에 꼽을 
정도의 수에 불과 하지만, 그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추
후에는 모든 선박이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
출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러한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실용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제49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
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천연가스 연료 선
박 시장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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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국제논문집은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고자 2014년부터 학술지 전문
해외 출판사인 Versita와 연계하여 논문집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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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 일환으로 논문집의 약자를 기존의 JNAOE에서 IJNAOE로 바꾸어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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